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첨부 방법 안내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연구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논문 투고 시 유사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님께서는 논문을 투고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첨부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ᐧ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ᐧ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ᐧ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ᐧ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ᐧ 중복 게재 :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
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
는 행위
ᐧ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상세보기) 결과 첨부 방법
※ 주의사항

ᐧ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는 반드시 상세보기 결과로 첨부합니다.
ᐧ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은 반드시 20%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항이
충족되었을 경우 투고 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ᐧ 논문 유사도 검사 종합 및 요약보기 파일로 업로드 할 경우, 논문 접수가 불가합니다.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http://www.kci.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논문유사도검사”메뉴를 클릭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check.kci.go.kr)로 이동
합니다.
3. “파일 업로드”탭에서 투고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행합니다.

4. “유사도 결과” 탭 유사도 검사 목록(그룹별) 화면에서 해당하는 검사명을 선택합니다.

5. “유사도 결과” 탭 유사도 검사 목록(파일별)에서 해당하는 업로드 파일명을 클릭합니다.

6.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면 활성화되는 ‘상
세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를 pdf형식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 신규논문제출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보기) 결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유사도 검사 종합 및 요약보기 파일로 업로드 할 경우, 논문 접수가 불가합니다.)

